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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휴대폰 사용은 조현병 환자에게 지각된 사회지지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나?
1)

우 리 님* · 최 성 진**

논문요약

본 연구는 정신건강과 휴대폰 사용양상이 사회지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27명의 조현병 환자와 27명의 정상 성인이 자기 보고형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측정은 휴대폰 사용 질문지,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질문지, 그리고 사회
지지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고, 회귀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현병 환자는 정상 성인에 비해 정신건강 상태가 양
호하지 못했고, 사회지지를 덜 지각하였으며, 휴대폰을 덜 사용하였다. 또한 정
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통해 사회지
지를 보다 많이 지각할 수 있었다. 휴대폰 사용의 의사소통 기능은 사회지지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지만, 도구적 기능은 그렇지 못했다. 문자 메시지를 선호하
는 사람은 음성 통화 선호보다 사회지지 효과가 컸다. 휴대폰 사용은 사회적 상
호작용과 정서적 지지를 증가시키고, 심리사회 스트레스의 조절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자 메시지는 도구적 기능으로서의 휴대
폰 사용보다 사회지지의 지각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주제어: 휴대폰 사용, 사회지지, 정신건강, 조현병

I. 서론

우리나라 휴대폰의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1997년에는 682만명이 휴대폰을 사용했

는데, 2017년 현재 6300만명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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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배 가량 사용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휴대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

화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5)이 만3세 이상 59세 이하 18,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중독 위험군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었다. 이외에 여러 연구에서 휴대폰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주로 서술하고 있는데,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인과 휴대폰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는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군에서 신체 통증, 우울, 불안, 부정적 

자기개념, 부정적 애착 수준, 충동성 등이 높았고(황경혜 외 2012; 장혜진 외 2006),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이 많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스트레스, 수면문제, 우울증상이 

많아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홍은영 2015; 토미 외 Thome'e, et al 2011) 결과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정신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관련 국내연구는 전무하다. 국외 연구에서

도, 에인스워드 외(Ainsworth 2013)의 논문에서 정신장애인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써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나 

이는 실무적 내용으로, 정신장애인의 휴대폰 사용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지는 

못했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지지가 있다

(정명숙 외 2008). 사회지지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긍정적이고, 인지적이며, 도구적

인 자원을 의미한다(코헨 Cohen 외 1983). 특히, 정보 지지나 물질 지지는 정신장애

인에게 중요하고, 가족지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최일섭 외 2007). 또한, 빈곤과 

같은 경제 스트레스나 외상 스트레스에서 나타나는 무력감과 죄책감, 그리고 지체부자

유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사회지지는 심리사회 스트레스의 완충

역할을 하고, 긍정자원으로써 기능을 한다(엄태완 2008; 이지영 외 2008; 전현선 

외 2008). 즉, 사회지지는 정신건강 관련 스트레스의 보호요인이 된다. 다른 측면에서,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SNS를 실행하고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커뮤니

케이션 할수록 사회적 지지감이 증가한다는 결과(조윤경 외 2014)가 있어, 다양한 

경로의 의사소통과 사회지지 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래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지지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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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도구(Beale 2005)가 오로지 중독적 사용과 관련한 부정적인 심리 특성만을 

가진다고 본다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지, 

관련된 다른 심리적인 특성은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발달시킬 수 없을 것이

다. 최근에는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함께 발달하면서, 전술한 휴대폰 중독과 

같은 부정적 측면 뿐 아니라, 이를 완화하고 조절하는 요인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양식을 살펴보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휴대

폰 중독을 조절한다는 연구(성준모 2014), 학교 및 가정에서 관계와 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희숙 외 2010), 가족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스트레

스 대처능력이 상호작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조절한다는 연구(아영아 외 2010), SNS의 

지지적 상호작용이 지각된 사회지지, 정서, 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Oh 외 2014) 등을 고려했을 때, 휴대폰의 적절한 사용은 사회지지를 지각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사회교류와 정서지지도 높일 수 있다는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현병 환자와 정상 성인을 대상으

로 휴대폰 사용양상과 정신건강 및 지각된 사회지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다만,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에서 인지적 쇠퇴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이나 복잡한 조작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대폰 사용 양상은 본래의 

의사소통 기능을 대표하는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현병 환자와 정상성인 간에 정신건강과 지각된 사회지

지, 휴대폰 사용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둘째, 정신건강 수준과 사회지지와

의 관계에서 휴대폰 사용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의 의사소통 

기능은 사회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산지역의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외래 조현병 환자 27명과 

정상성인 2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조현병 환자는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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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 받은 지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1차례 이상 입원가료를 

받았던 이들로, 신경학적 문제가 있는 환자는 배제시켰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보면, 조현병 환자(M=35.04, SD=10.03)와 정상 성인(M=29.88, SD=8.25)은 

연령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교육연령(조현병 환자 M=12.92, SD=2.79, 정상 성인 

M=14.38, SD=2.53)은 차이가 없었다. 참여자는 본 연구 목적과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측정도구

휴대폰 사용 질문지.  음성/문자 사용량, 대상, 목적, 음성/문자 선호, 기타 기능 

사용량, 입력된 전화번호 수, 월평균 요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질문지를 통해 얻었다. 

사회지지.  사회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애비 등(Abbey et al. 1985)이 개발하고 

유성은(1997)이 번안한 사회지지와 갈등에 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상은 내가 

하는 일을 고맙게 생각한다. 대상은 나를 존중해준다’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연인, 친구, 동료를 나누어 지각된 사회지지를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85~.90이

었다.

한국판 일반정신건강 질문지(Korea General Health Questionnaire-30; 이하 

KGHQ-30).  정신건강 관련 심리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신선인(2001)이 표준화한 

KGHQ-30을 사용하였다. 일반인의 자료는 GHQ의 채점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GHQ 채점법’을 적용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경우, 본래의 GHQ가 지난 2∼3

주 간에 변화한 심리적 상태를 그 이전 평상시와 비교하여 답하게 하는데,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내용을 만성 환자들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그 

변화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날 수 없어, 대안적으로 굿차일드 등(Goodchild et al. 

1985)이 제안한 CGHQ(Chronic GHQ) 방법을 적용하였다. 총 30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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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정신건강, 지각된 사회지지, 휴대폰 사용양상에서 조현병 환자와 정상성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 검증을 사용하였다. 정신건강이 사회지지

에 영향을 미치는데 휴대폰 사용이 그 수준을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휴대폰의 의사소통 양상이 사회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6.0을 이용하였다. 

III. 결 과

1. 조현병 환자와 정상성인의 정신건강과 지각된 사회지지, 휴대폰 

사용 비교

조현병 환자와 정상성인 간에 정신건강 및 사회지지, 휴대폰 사용양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표 1). 조현병 

환자는 정상성인 비해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못했고, 사회지지를 적게 지각하였으며, 

음성통화의 수신/발신 횟수나 통화량, 문자메시지의 수신/발신 횟수도 유의하게 

적었다.

 집단 평균(표준편차) t

KGHQ
조현병 18.19(5.07)

5.842***
정상 성인 7.67(7.86)

사회 지지
조현병 71.78(26.23)

-3.956***
정상 성인 98.30(22.93)

<표 1> 일반건강질문지, 사회지지, 휴대폰 사용의 독립 t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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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과 지각된 사회지지와의 관계에서 휴대폰 사용의 

조절효과

정신건강과 휴대폰 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사회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휴대폰 사용은 음성통화 횟수, 사용량, 문자메시

지 사용 횟수 등을 z점수로 표준화하여 합산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정신건강이 양호하

지 못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적게 지각하였고(모형1), 조절변수인 휴대폰 사용이 증가

할수록 사회적 지지는 증가했으며(모형2), 정신건강과 휴대폰 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이전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증가하고 있어(모형3), 조절변수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

이 나타났다(표 2). 

전화를 거는 수(건/하루)
조현병 1.93(1.57)

-3.149**
정상 성인 7.33(8.78)

전화를 받는 수(건/하루)
조현병 1.96(2.23)

-4.247***
정상 성인 6.93(5.65)

전화거는 양(분/하루)
조현병 7.56(8.17)

-2.449*
정상 성인 29.26(45.33)

문자메시지 보내는 수 (건/하루)
조현병 1.22(1.67)

-4.528***
정상 성인 23.44(25.44)

문자메시지 받는 수(건/하루)
조현병 1.63(1.67)

-4.918***
정상 성인 24.33(23.93)

*<.05, **<.01, ***<.001

　 B S.E. B Beta t

모형 1
(상수) 3.105 0.87 3.568
GHQ -0.24 0.057 -0.508 -4.248

R2=.258    F change=18.046***

모형 2
(상수) 7.807 0.114 0
GHQ -0.535 0.133 -0.535 -4.018***

휴대폰 0.017 0.033 0.068 0.51

<표 2> 일반건강질문지와 휴대폰사용의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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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대폰 사용양상과 의사소통 기능의 선호도에 따른 사회지지 

지각

먼저 휴대폰의 의사소통 기능(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사용)과 도구적 기능(게임, 

음악청취 등)이 사회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두 변인의 투입으로 사회지지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지만, 의사소통 기능은 

사회지지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도구적 기능은 사회지지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표 3).

<표 3> 휴대폰 사용의 다중 회귀분석

　 B S.E. B Beta t

모형 1

(상수) 0.103 0.154 0.668

의사소통 기능 0.105 0.035 0.417 2.994**

도구적 기능 -0.004 0.003 -0.195 -1.398

R2=.154    F change=4.546*

**<.01
 

다음으로 휴대폰의 의사소통 기능 중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지지의 지각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두 변인의 투입으로 사회지지를 유의하게 설명하는데, 음성통화 선호와 

R2=.328  ΔR2=.070  F change=12.452***

모형 3

(constant) 0.173 0.124 1.399
GHQ -0.495 0.126 -0.495 -3.928***

휴대폰 -0.051 0.04 -0.204 -1.283
GHQ

x
휴대폰

0.01 0.004 0.42 2.775**

R2=.418   ΔR2=.090    F change=7.701**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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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선호는 사회 지지의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

인 기여도는 문자메시지 선호가 더 높았다. 이는 사회지지를 지각하는 데 음성통화보

다는 문자메시지 선호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B S.E. B Beta t

모형 1
(상수) 0.370 0.344 1.075

음성통화 선호 -0.005 0.005 -0.154 -1.067
R2=.024    F change=1.139

모형 2

(constant) -2.519 0.849 -2.968

음성통화 선호 0.022 0.009 0.618 2.499*

문자메시지 
선호 0.033 0.009 0.903 3.651**

R2=.243   ΔR2=.219    F change=13.330**

*<.05, **<.01, ***<.001

<표4> 기능선호의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 

IV. 논 의

휴대폰은 의사소통적, 도구적, 오락적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휴대폰을 

통한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사회지지를 더 많이 지각할 수 있으리라는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현병과 같이 정신건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대상군에서 사회지지

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의사소통과는 다른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에서 

이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와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이 정신건강과 사회지지를 지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현병 환자는 정상성인에 비해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못했고, 지각된 사회

지지의 수준이 낮았으며, 휴대폰 사용량도 적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대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통해 사회지지를 더 지각할 수 있었다. 즉, 휴대폰 

사용은 사회지지를 많이 지각하여 정신사회 스트레스의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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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중 휴대폰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사용은 사회지지에 

영향을 미쳤지만, 기타 기능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휴대폰의 의사소통 기능 중, 대면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는 음성통화는 사회지지

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선호가 사회지지와 관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대폰의 의사소통 기능은 

사회지지에 영향을 주었지만, 도구적 기능은 영향을 주지 못했고, 의사소통 기능 중 

통화보다 문자 선호가 사회지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모바일 상황에서 문자메

시지를 사적인 일상대화와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쪽지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음성메시지보다 문자메시지가 마음을 전달하는데 더 적합하며, 흔적

이 남는다는 점에서 감동을 전달할 수 있다는 과거 연구결과를 지지한다(이수영 

2003; 이종숙 2001; 이시형 외 2002). 

그러나 정체성이 불완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보다는 관계 자체에 의존적인 

사람의 경우, 휴대폰의 집단 소비현상이 있다(박준범 2000). 특히, 휴대폰을 중독적으

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낮은 대인신뢰와 불안정한 정서를 보인다. 그래서 이들에게 

상시 접촉 가능성의 특성을 지닌 휴대폰은 더 매력적으로 여겨진다(장혜진 외 2006). 

또한 휴대폰 사용량이 많을수록 중독적 사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현저하다. 본 연구처럼 휴대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회지지를 풍부하게 지각할 수 

있지만, 지나친 휴대폰 사용이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한

다면, 적절한 휴대폰 사용 수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휴대폰 사용은 사회교류와 정서지지를 증가시키고, 심리사회 스트레스

의 완충 역할을 했다. 따라서 휴대폰 의사소통 기능의 사용은 지각된 사회자원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휴대폰의 도구적 기능보다는 본래의 

의사소통 기능, 특히 문자메시지 기능을 잘 활용하면 사회지지의 지각 정도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사례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정상인 집단의 연령, 유병기간이나 

직업, 교우관계 및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변인들이 엄격히 통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지지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정신건강과 휴대폰사용을 설정하였는데, 경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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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사소통이 많은 사람이 휴대폰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어, 인과관계의 제한점

이 있다. 임상적으로 휴대폰 사용과 같이 개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므로 조절효과를 알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설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어와 관련하여, 휴대폰 사용이 

사회지지를 반영함을 나타낸다는 뜻에서 지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측정과 관련

되어 사회지지라는 개념을 평가하는 준거로써 기능하는지를 알아보지는 못한 제한점

이 있다. 한편 최근 스마트폰과 SNS 어플리케이션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화와 문자 메시지 이외의 기능들을 이용하면 정신건강이나 사회지

지 효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Ainsworth 외(2013)의 연구에서 정신증 

환자의 증상을 추적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 앱을 사용하

면 모니터링에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추적관찰을 통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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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Use of Mobile Phone Be Applied as an Indicator of 
Perceived Social Support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1)

Rinim Woo*·SeongJin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using 
mobile phone on mental health and perception of social supports. 27 
patients with schizophrenia visiting community mental health and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ies performed self-report surveys, and 27 normal 
adults went through the same procedure. The surveys included 
Questionnaire on Mobile Phone Use, Korean Version of General Mental 
Health Questionnaire-30(KGHQ-30), and The Scale of Social Support. 
Testing mean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howed worse 
mental health condition, lower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less use of 
mobile phones compared with normal adults. Despite unfavorable mental 
health condition, th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could perceive more 
social supports through the moderating effects of mobile phone use. The 
communication function of mobile phone use had significant effects on 
social supports, but the instrumental function didn’t. The preference for 
sending text message had better effects on social supports than the 
preference for phone conversation. The use of mobile phone could 
increase social interactions and emotional supports, and play a role as a 
moderator of psychosocial stress. The original function of mobile phone, 
communication, especially sending text message, would help increase 
higher level of perception of social supports than using mobile phone as 
an instrument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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